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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자기 공명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동내 프로브가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 한
쌍의 출력 케이블들; 및 상기 코일 루프들의 앞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스페이서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 코일 루
프의 각각은 구동 커패시터 및 튜닝 커패시터를 구비하고 있다. 디커플링 회로의 각각이 상기 코일 루프들 중 하
나의 튜닝 커패시터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출력 케이블의 각각이 상기 구동 커패시터들의 각각에 개별적인 접지
가 제공되도록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출력 케이블의 제1 단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스페
이서 재료는 상기 한 쌍의 코일 루프들과 관심 영역 사이에 소정의 거리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상기 코일 루프
들의 근처의 자기 공명 신호의 강도를 저감하고, 관심 영역 내의 깊이에서 SNR를 유지하고, 아티팩트를
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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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1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1 증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 전치증
폭기;
(b)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2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2 증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2 전치증
폭기;
(c)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제1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우측 루프 신호 및 제1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1 전
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1 스플리터;
(d)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제2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좌측 루프 신호 및 제2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2 전
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2 스플리터;
(e) 상기 제1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1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3 스플리터;
(f) 상기 제2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2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4 스플리터;
(g)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제3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새들
(saddle)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0도 결합기(zero
degree combiner); 및
(h)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제4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전체
루프 신호(whole loop signal)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180도 결합기를 포함하되,
여기서, 상기 제1 채널 출력, 상기 제2 채널 출력, 상기 제3 채널 출력, 및 상기 제4 채널 출력 각각을 선택적
으로 인식하여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에 결합된 자기 공명 시스템이 복수의 서로 다른 모드에서 화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각각 배치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을 포함하는 코일을 자기 공명 시스템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는,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
기의 정격 공급 전압에 비해 저감된 소정의 공급 전압이 제공되는 것인,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3dB 내지 6dB의 공칭 범위에서 감쇠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는, (a)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1 스플리터 사이; (b) 상기 제2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스플리터 사이; (c) 상기 제1 스플리터 뒤; 및 (d) 상기 제2 스플리터 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것인,
인터페이스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모드는, 좌측 루프, 우측 루프, 전체 루프, 전체 새들, 우측 루프와 좌측 루프
(LL), 전체 루프와 전체 새들, 및 우측 루프, 좌측 루프, 전체 루프, 전체 새들(LLLS)을 포함하는 것인, 인터페
이스 장치.
청구항 5
(i)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각각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
(ii) 구동 커패시터 각각에 개별적인 접지가 제공되도록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출력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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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의 제1 단에서 각각 연결된 한 쌍의 출력 케이블들; 및
(iii) 상기 한 쌍의 코일 루프들의 앞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스페이서 재료를 포함하되,
상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은 구동 커패시터와 튜닝 커패시터를 구비하고, 상기 튜닝 커패시터는 자기 공명 시스
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튜닝 커패시터에 대응하는 코일 루프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가지며,
상기 스페이서 재료는, 한 쌍의 코일 루프들과 관심 영역 사이에 약 0.03 인치 내지 약 0.06 인치 사이인 소정
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화상의 취득 동안 공동내 프로브가 환자의 공동 내로 삽입되는
경우, 상기 코일 루프들의 근처의 자기 공명 신호의 강도를 저감하고, 관심 영역의 화상들을 재구성하는 데 적
절한 관심 영역 내의 깊이에서 신호 대 잡음 비를 유지하고, 깁스 아티팩트를 비롯한 화상의 아티팩트를 저감하
는 것인,
(a) 공동내 프로브; 및
(i)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1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1 증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 전치증
폭기;
(ii)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2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2 증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2 전치증
폭기;
(iii)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우측 루프 신호 및 제1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1 전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1 스플리터;
(iv)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좌측 루프 신호 및 제2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2 스플리터;
(v) 상기 제1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1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3 스플리터;
(vi) 상기 제2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2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4 스플리터;
(vii)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새들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0도 결합기; 및
(viii)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전체 루프 신호를 생성하도
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180도 결합기를 포함하는,
(b) 상기 공동내 프로브를 자기 공명 시스템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하는,
관심 영역의 화상을 얻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는,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
기의 정격 공급 전압에 비해 저감된 소정의 공급 전압이 제공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내 프로브는 한 쌍의 디커플링 회로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
각은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튜닝 커패시터에 걸쳐 연결된 것인,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커플링 회로의 각각은 능동 디커플링 회로인, 시스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커플링 회로의 각각은 수동 디커플링 회로인,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커플링 회로의 각각은 능동 디커플링 회로 및 수동 디커플링 회로를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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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a) 입력 커넥터;
(b) 출력 커넥터;
(c) 각각 일단에서 상기 입력 커넥터를 통해 상기 공동내 프로브의 출력 케이블들에 연결되고, 다른 일단에서
상기 출력 커넥터를 통해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되는 한 쌍의 내부 케이블들;
(d) 상기 내부 케이블들 중 하나의 일단과 상기 입력 커넥터 및 상기 출력 커넥터 중 적어도 하나 사이에 상호
연결된 한 쌍의 발룬(balun)들; 및
(e) 그 부근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트랩을 갖는 중간 전선관을 더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 5 항에 있어서, 3dB 내지 6dB의 공칭 범위에서 감쇠를 제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를 더 포함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는, (a)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1 스플리터 사이; (b) 상기 제2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스플리터 사이; (c) 상기 제1 스플리터 뒤; 및 (d) 상기 제2 스플리터 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3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성은 상기 코일 루프들의 쌍이 임계 중첩됨을 요구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4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성은 상기 코일 루프들의 쌍이 공통 컨덕터를 공유함을 요구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5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어레이 구성은 상기 코일 루프들의 쌍이, 상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의 적어도 일부
가 중첩되며 코일 루프들이 공통 컨덕터를 공유하는 하이브리드 중첩 구성으로 배치됨을 요구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 케이블들의 각각의 제2 단에 수동 디커플링 회로를 제공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수동 디커플링 회로의 각각은 직렬 연결 백투백(back-to-back) 다이오드들 및 리액턴
스 성분을 포함하는 것인,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리액턴스 성분은 인덕터 및 커패시터 중 적어도 하나인, 시스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0002]

본 출원은 2010년 7월 1일에 발명의 명칭 "Multi-Channel endorectal coils and Interface Devices Therefor"
으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번호 제61/360,646로의 이익을 주장하여, 그 내용이 여기에 병합 참조되어 있다.

[0003]

발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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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기술분야

[0005]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자기 공명 (MR)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부학적 구조의 화상 및 스펙트럼을 얻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MR 절차 동안 여기된 핵으로부터 얻은 MR 신호들로부터 화상
및 분광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다채널 표면 코일 어레이 및 연관된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복수의 실시예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6]

관련기술의 설명

[0007]

다음 배경 정보는 읽는 이로 하여금 아래에 설명된 발명과 그 발명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된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본 문서에서 직접적으로든 함축적으로든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특별히 협의의 해석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008]

자기 공명 영상 (MRI)은 인체 내부에 대한 고품질 화상을 생산하는 비침습적 방법의 일종이다. 그것은 의료인으
로 하여금 외과수술이나 X-선 같은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볼 수 있게 한다. 상기 화상은
매우 고 해상도여서 암과 기타 병리 형태가 종종 건강한 조직과 가시적으로 구분 가능해진다. 또한 자기 공명
기술 및 시스템은 체 조직의 화학적 내용물이나 기타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분광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0009]

MRI는 신체의 연 조직, 근육, 신경, 및 뼈에 대한 세부 화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자석, 라디오파, 및 컴
퓨터 기술을 이용한다. 그것은 생물체 내 모든 세포에서 다량 발견되는 원자인, 수소 원자의 기본 특성을 이용
해서 한다. 자기장이 없을 때, 수소 원자의 핵은 전 방향으로 무작위로 팽이처럼 회전, 또는 세차운동한다. 하
지만, 강한 자기장에 놓이면, 상기 수소 핵의 회전 축은 상기 자기장 방향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일렬로 배열하려는 강한 내적 경향인, 큰 자기 모멘트라고 불리는 것을 상기 수소 원자의 핵이 가졌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화상처리 대상 구역의 수소 핵이 상기 자기장에 평행하게 지정하는 자화의 평균 벡터를 생
성한다.

[0010]

일반적인 MRI 시스템, 또는 스캐너는 주 자석(main magnet), 세 개의 경사자계 코일(gradient coil), 무선 주
파수(RF) 안테나 (종종 전신 코일이라고 부름), 및 작업자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기지국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상기 MRI 시스템의 주요 성분은 상기 주 자석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초전도성을 띠고 원통형
상이다. 그것의 보어(bore)(MRI 절차 동안 환자들이 놓이는 개구부) 내에서, 상기 주 자석은 종종 B0 자장이라
고 부르는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이는 균일하고 정 자기장(static) (변형되지 않음)이다. 이 B0 자기장은
z 방향이라고 부르는, 상기 보어의 장축을 따라서 향하는데, 이것이 신체 내 수소 핵의 자화 벡터들을 강제로
그 축에 평행하게 정렬하게 만든다.

이 배열에서, 상기 핵은 상기 전신 코일로부터 적정 주파수의 RF 에너지를

받도록 준비된다. 이 주파수는 라모어 주파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식 ω = γ B0에 의해 관리되는데, 여기서 ω
는 (상기 수소 원자가 세차운동하는) 라모어 주파수이고, γ는 자기회전 상수(gyromagnetic constant)이고, B0
는 정 자기장의 세기이다.
[0011]

상기 RF 안테나, 즉 전신 코일은 일반적으로 RF 에너지 펄스를 송신하고, 이에 따라 상기 수소 핵에 유도된 결
과인 MR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의 송신 사이클 동안, 전신 코일은 RF 에너지를 상기
원통형 보어로 퍼뜨린다. 이 RF 에너지는 RF B1 자장이라고도 알려진 무선 주파수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그 자
기장 선들이 상기 수소 핵의 자화 벡터에 수직한 선에 향한다. RF 펄스는 상기 수소 핵의 스핀-축이 상기 주
(B0) 자기장에 대하여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순 자화 벡터가 공지된 각도만큼 상기 z 방향으로부터 편향하게 한
다. 하지만, 상기 RF 펄스는 상기 RF 펄스의 주파수에서 그들의 축 주위로 세차운동하는 수소 핵들에만 영향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주파수에서 "공명하는" 핵 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명은 상기 세
개의 경사자계 코일의 작동과 연결되어서 달성된다.

[0012]

상기 경사자계 코일은 전자기 코일이다. 각각의 경사자계 코일은 경사 B1 자장이라고 알려진 상기 원통형 보어
내에서 상기 세 가지 공간적 방향 (x, y, z) 중 하나를 따라서 선형으로 다변하지만 정 자기장을 생성하기 위해
서 사용된다. 상기 주 자석 내부에 위치해서, 상기 경사자계 코일은 특정한 방식으로 빠르게 켜지고 꺼질 때 상
기 주 자기장을 매우 국소적인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주 자석과 연합해서, 상기 경사자계
코일은 다양한 영상 기술에 따라서 작동 가능하므로, 상기 수소 핵은 어떠한 주어진 지점에서든지 또는 어떠한
주어진 스트립, 슬라이스, 또는 단위 체적에서든지, 상기 적정 주파수의 RF 펄스가 인가될 때 공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RF 펄스에 반응해서, 선택한 영역에서 세차운동 중인 수소 원자들은 상기 전신 코일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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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고 있는 상기 RF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그것의 자화 벡터로 하여금 상기 주 (B0) 자기장 방향으로부터 멀
리 기울어지게끔 한다. 상기 전신 코일이 꺼질때, 후술하는 것처럼, 상기 수소 핵은 상기 MR 신호의 형태로 상
기 RF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한다.
[0013]

화상을 얻기 위해 사용 가능한 주지된 기술을 스핀 에코 영상 기술로 부른다. 이 기술에 따라 작동함으로써, 상
기 MRI 시스템은 먼저 하나의 경사자계 코일을 활성화시켜서 상기 z-축을 따라서 자기장 경사자계를 셋업한다.
이를 "슬라이스 선택 경사자계"라고 부르며, 상기 RF 펄스가 인가될 때 셋업되고, 상기 RF 펄스가 꺼질 때 닫힌
다. 그것은 화상처리되고 있는 구역의 슬라이스 내에 위치한 수소 핵 내에서만 공명이 생길 수 있게 한다. 관심
평면 중 어느 쪽에든지 위치한 어떤 조직에서도 공명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상기 RF 펄스가 멈추자마자, 활성
화된 슬라이스 내 모든 핵이 "동위상 (in phase)", 즉 그들의 자화 벡터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한다. 그들 자
체 장치 왼쪽에서는, 상기 슬라이스 내 수소 핵 전부의 순 자화 벡터가 이완되면서, 상기 z 방향과 재일치하면
서 배열할 것이다. 그 대신, 하지만, 두 번째 경사자계 코일은 약간 활성화되어서 y-축을 따라서 자기장을 형성
한다. 이를 "위상 부호화 경사자계(phase encoding gradient)"라고 부른다. 그것은 상기 슬라이스 내 핵의 자화
벡터들이, 상기 경사의 최약 및 최강 말단부 사이에서 이동함에 따라서, 늘어나면서 다른 방향들을 향하게
한다. 이어서, 상기 RF 펄스, 슬라이스 선택 경사, 및 위상 부호화 경사자계가 꺼진 후에, 세 번째 경사자계 코
일이 약간 활성화되어서 x-축을 따라서 경사를 형성한다. 이를 "주파수 부호화 경사자계(frequency encoding
gradient)" 또는 "판독 경사자계(read out gradient)"라고 부르는데, 상기 MR 신호가 최종 측정될 때에만 적용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기 이완되고 있는 자화 벡터들이 차등적으로 재-여기되게 해서, 상기 경사자계의 낮은
단부 근처 핵이 더 빠른 속도로 세차운동하기 시작하고, 높은 단부의 핵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갖게 된다. 이
핵들이 다시 이완할 때, 가장 빠른 것들 (상기 경사의 높은 말단부에 있던 것들)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라디오
파를 방출할 것이다.

[0014]

종합하면, 상기 경사자계 코일들은 상기 MR 신호가 공간적으로 부호화되어서, 화상처리 중인 구역의 각 부위가
독특하게 공명 신호의 주파수와 위상에 의해 한정될 수 있게 한다. 특히, 상기 수소 핵이 이완하면서, 각각은
그것이 있는 지역 미세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적 펄스를 방출하는 소형 무선 송신기가 된다. 예
를 들면, 지방 속의 수소 핵은 물 속의 그것에서보다 다른 미세환경을 가지며, 이에 따라 다른 펄스를
송신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상이한 물-대-지방 비율의 상이한 조직들과 함께, 상이한 조직은 상이한 주파
수의 무선 신호를 송신한다. 그것의 수신 사이클 때문에, 상기 전신 코일은 이러한 소형 무선 송신기를 감지하
는데, 종종 이를 종합해서 MR 신호라고 부른다. 상기 전신 코일로부터, 이러한 독특한 공명 신호들이 상기 MR
시스템의 수신기들에 전달되고, 여기서 그들은 대응하는 수학 데이터로 변환된다. 전체 절차는 복수 회 반복되
어서, 양호한 신호 대 잡음 비(SNR)를 가진 화상을 형성해야 한다. 다차원 푸리에 변환을 이용해서, MR 시스템
은 상기 수학 데이터를 2 또는 3 차원 까지도 화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0015]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더욱 상세한 화상이 필요할 때에는, 종종 국소 코일(local coil)이 상기 전신 코일 대신
사용된다. 국소 코일은 체적 코일(volume coil)이나 표면 코일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체적 코일은 화상처리 대
상 체적(예, 머리, 팔, 팔목, 다리, 또는 무릎)을 에워싸거나 덮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표면 코일은 단지
환자의 표면 위에 놓여서 밑에 있는 관심 영역(예, 복부, 흉부, 및/또는 골반 영역)이 화상처리될 수 있다. 추
가로, 국소 코일은 수신 한정 코일 또는 송신/수신(T/R) 코일으로 작동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 전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MRI 절차에 반응해서 신체에 의해 생산된 MR 신호를 감지할 수 있기만 하다. 하지만, T/R 코일은
상기 MR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조직에 공명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기 RF B1 자기장
을 만들어내는 RF 펄스를 송신할 수 있다.

[0016]

표면이든지 체적이든지 간에, 단일 국소 코일을 사용해서 상기 MR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MRI 분야에서 주지되어
있다. 상기 단일 코일 접근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큰 국소 코일이 관심 영역 전체를 덮거나 감싸기 위해서 사
용된다. 초기 수신 코일들은 관심 영역에 의해 만들어진 MR 신호의 두 가지 구적(구적) 성분(즉, 수직 MX' 및
수평 MY')

중 단지 하나만 감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선형 코일이었다. 선형 코일의 하나의 예는 도 1A에 보

여진 단일 루프 코일이다. 도 1B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루프는 오직 루프의 평면에 직교/수직 방향인 자기장
(즉, MR 신호) 만 감지할 수 있다. 선형 코일의 또 다른 예는 도 2A에 보여진 버터플라이 또는 새들 코일이다.
상기 단일 루프와 달리, 상기 버터플라이 코일은 도 2B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직 상기 코일의 평면에 평행 방향
인 자기장에만 민감하다. 이는 버터플라이 코일이 중앙에서 루프를 꼬는 것에 의해 만들어져서, 두 개의 동일한
서브루프를 중심점 주위로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상기 서브루프들에 흐르는 전류는 같지만 역회전 방향으로 흐
르기 때문에, 대칭 구조 중 하나의 서브루프를 통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성된 자기 선속은 다른 서브루프 내
전류로 인해서 동일하지만 상기 선속에 대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구조의 중심점 주위로, 상기 역회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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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서 수직 자장들이 서로 대향하고 서로를 상쇄시킨다. 하지만, 이 전류들에 의해 생성된 수평 자장들은
합쳐져서, 상기 코일의 평면에 평행 방향인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0017]

이에 따라, 상기 수직 및 수평 성분들을 모두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구적 모드 감지를 채용하는 수신 코
일들이 개발되었다. 선형 수신 코일에 비해, 구적 수신 코일은 MRI 시스템이 SNR을 41% 이상만큼이나 더욱 개선
시킨 화상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구적 모드 감지로 개선이 얻어졌음에도, 상기 단일 코일 접근법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품질의 화상을 제공하였다. 상기 단일 코일 접근법에 내재하는 불이익은 관심 영역 전체에 걸쳐
상기 MR 신호를 얻는데 사용 중인 오직 하나의 코일 구조 때문이다.

[0018]

상기 단일 코일 접근법이 가진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상 어레이 코일도 개발되었다. 하나의 큰 국소 코일
대신, 상기 위상 어레이 접근법은 복수의 더 작은 국소 코일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코일 각각이 관심 영역 부위
만 덮거나 감싸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이러한 코일을 갖는 시스템에서, 각각의 코일은 관심 영역 중 대략
반을 덮거나 감싸는데, 상기 두 개의 코일은 일반적으로 자성 분리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중첩되고 있다. 상기
두 개의 코일은 그들 각자의 부위로부터 동시에 MR 신호를 획득하고, 상기 중첩 때문에 역으로 상호작용하지 않
을 것이다. 각 코일은 오직 관심 영역 중 반만 덮기 때문에, 각 코일은 그것이 덮은 구역 내 상기 관심 영역 부
위에 대해 더 높은 SNR 비율로 MR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위상 어레이의 더 작은 국소 코일은 종합적으로
단일의 큰 국소 코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해상도의 관심 영역 전체의 화상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신호
데이터를 MRI 시스템에 제공한다.

[0019]

위상 어레이 코일의 하나의 예는 W.L. Gore and Associates, Inc.에서 생산하는 Gore

흉상 어레이다. 상기 흉

상 어레이는 4 개의 표면 코일을 포함하는데, 이들 중 2 개는 앞쪽 패들에 놓여지고, 다른 2 개는 뒤쪽 패들에
놓여져 있다. 상기 2 개의 패들은 각각 환자의 복부, 흉부, 및 골반 영역의 앞쪽 및 뒤쪽 면에 대향하여 놓여지
도록 설계된다. 상기 흉상 어레이는 데이터 획득 시스템이 복수의 수신기를 구비한 MR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 흉상 어레이의 4 개의 납, 즉 상기 2 개의 앞쪽 면 코일과 상기 2 개의 뒤쪽 면 코일
로부터 각각 하나씩은, 각각의 수신기가 그것이 수신하는 신호를 증폭시키고 디지털화하면서 수신기들을 분리하
도록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상기 MR 시스템은 상기 분리된 수신기들로부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관심 영역 전체만 덮으면서, 단일 국소 코일, 또는 훨씬 더 큰 두 개의 앞쪽 및 뒤쪽 국소 코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전체 SNR이 더욱 우수한 화상을 형성시킨다.
[0020]

공동내 프로브(intracavity probe) 사용을 통해서 내부 신체 구조들에 대한 화상을 얻는 것 또한 주지되어
있다. 주로 1.0T 및 1.5T MR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공동내 프로브 종래기술의 일 례가 미국특허번호 제
5,476,095 ('095)호 및 제5,355,087 ('087)호에서 발견 가능하며, 이들 둘 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병합 참조된다. 개시된 상기 종래기술 프로브는 몸의 구멍들, 예컨대 직장, 질, 및 입 속으로
삽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 특허들은 상기 종래기술 공동내 프로브를 MR 영상 및 분광 시스템에 접속하
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공동내 프로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미국특허번호 제
5,348,010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병합 참조된다.

[0021]

연결된 인터페이스 유닛과 함께 작동되는 상기 종래기술 프로브는 MR 시스템이 다양한 신체 구조들, 예컨대 전
립선, 결장, 또는 자궁경부에 대한 화상, 및 분광 결과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상기 종래기술 프로브에 대한
예시들에는 BPX-15 전립선/직장내 코일 (E-코일), PCC-15 결장 코일, 및 BCR-15 자궁경부 코일이 포함되는데,
이들 모두는 펜실베니아 인디아놀라의 MEDRAD, Inc.에서 생산하는 일회용 코일 eCoil

TM

라인의 일부이다. 상기

인터페이스 유닛에 대한 예시들에는 역시 MEDRAD, Inc.에서 생산하는 ATD-II 및 ATD-Torso 유닛이 포함된다.
[0022]

상기 ATD-II 유닛은 상기 종래기술 프로브를 MR 시스템의 하나의 수신기와 접속해서 관심 영역, 즉 상기
전립선, 결장, 또는 자궁경부의 화상이나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된다. 상기 ATD-Torso 유닛은 상기 종
래기술 프로브 뿐만 아니라 상기 Gore

흉상 어레이를 상기 MR 시스템의 복수의 수신기와 접속하는 데에 사용

된다. 상기 프로브와 상기 흉상 어레이에 연결될 때, 상기 ATD-Torso 유닛은 상기 MR 시스템이 상기 전립선, 결
장, 또는 자궁경부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 즉 복부, 흉부, 및 골반 영역의 화상이나 스펙트럼을 제
공할 수 있게 한다.
[0023]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병합 참조되는, 미국특허번호 제7,747,310호 및 제7,885,704
호는, 상기 '087 및 '095 특허의 종래기술 프로브보다 높은 자장 세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MR 시스템과 사용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공동내 프로브, 및 연관된 인터페이스 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 후자 참조
문헌은 전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구동 커패시터 두 개와 튜닝 커패시터 한 개를 포함하는 코일 루프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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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에 대해 교시하고 있다. SL + n(λ/4)의 전기적 길이를 갖는 출력 케이블이 각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다. 각 출력 케이블이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그것의 다른 말단에 연결될 때, 따라서 상기 코
일 루프가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서 상기 MR 시스템에 상호연결된다.
[0024]

도 3을 참조하면, 구적 공동내 프로브가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있으며, 여기
에서 병합 참조되는, 국제특허출원 공개번호 제 WO 2010/056911호는, 중심 컨덕터를 공유하는 단순 루프-타입
코일 요소와 버터플라이-타입 코일 요소에 의해서 MR 신호의 수직 및 수평 성분들 전부에 민감한 단일 코일 구
조를 개시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10)으로 지정된 구적 코일은 외측 루프(12), 상기
외측 루프(12)를 양분하는 중심 컨덕터(14), 및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16)으로 지정된 출력선을 포함한다. 상기
외측 루프(12)는, 제1 및 제2 구동 커패시터(18, 20)와 제1 및 제2 튜닝 커패시터(22, 24)를 포함하는 복수의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대략 동일한 값들을 갖는 상기 구동 커패시터들(18, 20)은, 상기 외측 루프(12) 내에 직
렬 배치되고, 이들의 접합 노드(26)에서 루프를 전기적으로 밸런싱하고 임피던스 매칭하도록 가상 접지를 형성
한다. 튜닝 커패시터들(22, 24)도 외측 루프(12) 내에 직렬 배치되며, 이들의 공통 노드(28)는 상기 접합 노드
(26)에 대하여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대략 동일한 값들을 갖는 튜닝 커패시터들(22, 24)은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외측 루프(12)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다. 그와 관련하여, 외측 루프(12)는 네 개의 인덕터를 가지는
것으로 도 3에 보여지고 있다. 그들의 인덕터 값들은 단지 루프의 전도체(예, 구리) 부분에 내재한 인덕턴스를
표시할 뿐이다. 상기 출력선(16)은 각각 코일(10)의 접합 노드(26)에 연결된 실드 컨덕터를 가진 두 개의 동축
케이블(30, 32)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중심 컨덕터(14)는 외측 루프(12)의 접합 및 공통 노드들(26, 28) 사이
에 뻗어 있으며 이러한 접합 및 공통 노드들을 균등하게 양분하며, 이에 따라 구적 코일(10)의 물리적 및 전기
적 대칭성을 유지한다. 도 3은 중심 컨덕터(14)를 두 개의 인덕터와 그 길이를 따라 튜닝 커패시터(34)를 갖는
것으로서 도시한다. 외측 루프(12)에서처럼, 상기 인덕터들의 값은 단지 컨덕터에 내재한 인덕턴스를 표시할 뿐
이다. 상기 튜닝 커패시터(34)의 값은, 작동 주파수에서의 그 튜닝 커패시터의 리액턴스가 중심 컨덕터(14)의
유도성 리액턴스와 같도록 선택되었다. 이 구성으로 인해 상기 코일의 단순 루프 및 버터플라이 요소들은 코일
의 평면에 각각 직교하고 평행한 MR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0025]

도 4를 참조하고, 미국특허번호 제7,885,704호에 개시한 바와 같이, 직장내 프로브에서 사용하기 위한 위상 어
레이 구성을 갖는 코일이 개발되었다. 상기 코일은 각 코일 루프(40, 41, 42, 43)가 이웃하는 것에 의해 임계
중첩된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된 네 개의 코일 루프(40, 41, 42, 43)를 포함한다. 각 코일 루프(40, 41,
42, 43)는 구동 커패시터(44, 45, 46, 47) 및 상기 구동 커패시터(44, 45, 46, 47)에 대하여 반대쪽에 배치된
튜닝 커패시터(48, 49, 50, 51)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로, 각 코일 루프(40, 41, 42, 43)는 상기 구동 커패시터
(44, 45, 46, 47)에 걸쳐서 연결된 출력선(52, 53, 54, 55)을 포함한다. 따라서, 네 개의 요소, 네 개의 채널
구성이 제공된다. 이러한 배치는 도 3을 참조하면서 상술한 구적 코일(10)에 비해 명백히 높은 신호 대 잡음
(SNR) 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범위는 덜 불균일한데, 상기 임계-커플링된(즉, 중첩된 컨덕터
들)

영역에서의 낮은 신호 영역 때문이다. 이러한 비-불균일도는 직장내 프로브에 사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데, 코일 컨덕터들에 가까운 곳에서 비-불균일도의 양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0026]

시장에서의 널리 수용되고 있고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래기술 공동내 프로브와 인터페이스 장치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좀더 낮은 신호
대 잡음 성능을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후술하는 직장내 코일 기술에 비해 적은 전체적 가요성을 제공한다. 따라
서 MR 절차 동안 핵으로부터 얻은 MR 신호로부터 더욱 뛰어난 전체적 가요성과 더욱 고품질의 화상 및 분광 결
과를 제공할 수 있는 직장내 코일 어레이 및 연관된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27]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서 명백한 단점들과 결함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극복하는 방법 및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직장내 코일 어레이 및 연관된 인터페이스 장치는, MR 절

차 동안 핵으로부터 얻은 MR 신호들로부터의 분광 결과, 더욱 고품질의 화상, 및 더욱 뛰어난 전체적 가요성을
제공할 수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28]

이에 따라, 관심 영역의 화상을 얻기 위한 자기 공명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코일을 제공한다.

-8-

상기 코

공개특허 10-2013-0045889
일은, (a)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각각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
(phased array configuration)으로 배치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 및 (b) 상기 한 쌍의 코일 루프들의 앞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스페이서 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은 구동 커패시터 및 튜닝 커패시터를

구비하며, 상기 튜닝 커패시터는 자기 공명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튜닝 커패시터에 대응하는 코일 루프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상기 스페이서 재료는, 상기 한 쌍의 코일 루프들과 관심 영역 사이에 약
0.03인치 내지 약 0.06 인치 사이인 소정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i) 상기 코일 루프들의 근
처의 자기 공명 신호의 강도를 저감하고, (ii) 관심 영역의 화상들을 재구성하는 데 적절한 관심 영역 내의 깊
이에서 신호 대 잡음 비를 유지하고, (iii) 깁스 아티팩트(Gibbs artifact)를 비롯한 화상의 아티팩트를 저감할
수 있다.
[0029]

상기 코일은 한 쌍의 디커플링 회로들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상기 코일 루프
들 중 하나의 튜닝 커패시터에 걸쳐 연결된다.

상기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능동 디커플링 회로, 수동 디커

플링 회로, 또는 능동 및 수동 디커플링 회로일 수 있다.

상기 코일은 또한 한 쌍의 출력 케이블들을 더 포함

할 수 있는데, 상기 출력 케이블들의 각각은 상기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출력 케이블의
제1 단에 연결되고, 상기 구동 커패시터들의 각각에는 개별적인 접지가 제공된다.

(a) 입력 커넥터, (b) 출력

커넥터, (c) 일단에서 상기 입력 커넥터를 통해 상기 공동내 프로브의 출력 케이블들에 연결되고, 다른 일단에
서 상기 출력 커넥터를 통해 상기 공동내 프로브를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되는 한 쌍의 내부 케이블들,
(d) 한 쌍의 발룬(balun)들-발룬들의 각각은 내부 케이블들 중 하나의 일단과 상기 입력 커넥터 및 상기 출력
커넥터 중 적어도 하나 사이에 상호 연결됨-, 및 (e) 그 부근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트랩을 포함하는
중간 전선관을 제공할 수 있다.
[0030]

상기 위상 어레이 구성은, 코일 루프들의 쌍이, 임계 중첩되거나, 공통 컨덕터를 공유하거나, 코일 루프들의 각
각의 적어도 일부가 중첩되며 코일 루프들은 공통 컨덕터를 공유하는 하이브리드 중첩 구성으로 배치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0031]

상기 출력 케이블들의 각각의 제2 단에 수동 디커플링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직렬 연결 백투백(back-to-back) 다이오드들 및 리액턴스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리액턴스 성분

은 인덕터 및 커패시터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32]

상기 코일은, 공동내 프로브의 일부로서 제공될 수 있고 또는 표면 코일일 수 있다.

상기 표면 코일은 헤드 코

일, 흉상(torso) 코일, 목 코일, 팔다리 코일,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일 수 있다.
[0033]

또한, 환자의 공동 내의 관심 영역의 화상을 얻도록 자기 공명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동내 프로브를
제공한다.

공동내 프로브는, (a)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각각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 (b)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튜닝 커패시터에 걸쳐 각각 연
결된 한 쌍의 디커플링 회로들, (c) 구동 커패시터들의 각각에 개별적인 접지가 제공되도록 코일 루프들 중 하
나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출력 케이블의 제1 단에서 연결된 한 쌍의 출력 케이블들, 및 (d) 상기 한 쌍의 코
일 루프들 앞면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스페이서 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은, 구동 커패시터와

튜닝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상기 튜닝 커패시터는 자기 공명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튜닝 커패시터에 대응하
는 코일 루프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스페이서 재료는, 한 쌍의 코일 루프들과 관심 영역 사이에

약 0.03인치 내지 약 0.06 인치 사이인 소정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화상의 취득 동안 공동
내 프로브가 환자의 공동 내로 삽입되는 경우, (i) 상기 코일 루프들의 근처의 자기 공명 신호의 강도를 저감하
고, (ii) 관심 영역의 화상들을 재구성하는 데 적절한 관심 영역 내의 깊이에서 신호 대 잡음 비를 유지하고,
(iii) 깁스 아티팩트를 비롯한 화상의 아티팩트를 저감할 수 있다.
[0034]

상기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능동 디커플링 회로, 수동 디커플링 회로, 또는 능동 및 수동 디커플링 회로일
수 있다.

(a) 입력 커넥터, (b) 출력 커넥터, (c) 일단에서 상기 입력 커넥터를 통해 공동내 프로브의 출력 케

이블들에 연결되고, 다른 일단에서 출력 커넥터를 통해 상기 공동내 프로브를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되는
한 쌍의 내부 케이블들, (d) 상기 내부 케이블들 중 하나의 일단과 입력 커넥터 및 출력 커넥터 중 적어도 하나
사이에 상호 연결된 한 쌍의 발룬들, 및 (e) 그 근처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트랩을 포함하는 중간 전
선관을 제공할 수 있다.
[0035]

상기 위상 어레이 구성은, 코일 루프들의 쌍이 임계 중첩되거나, 공통 컨덕터를 공유하거나, 하이브리드 중첩
구성으로 배치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의 적어도 일부는 중첩되며 코일 루프들은 공통
컨덕터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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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상기 출력 케이블들의 각각의 제2 단에 수동 디커플링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각각은 직렬 연결 백투백 다이오드들 및 리액턴스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의

리액턴스 성분은 인턱더 및 커패시

터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37]

또한,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각각 배치
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을 포함하는 코일을 자기 공명 시스템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공한
다.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는, (a)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1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1 증폭 신

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 전치증폭기, (b)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2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2 증
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2 전치증폭기, (c)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제1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우측 루프 신호
및 제1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1 전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1 스플리터, (d) 상기 제1 증폭 신
호를 제2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좌측 루프 신호 및 제2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 동작가능
하게 연결된 제2 스플리터, (e) 상기 제1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1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3
스플리터, (f) 상기 제2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2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4 스플리터, (g) 상
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제3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새들
(saddle) 신호 또는 버터플라이(butterfly)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0도 결합기(zero degree combiner), 및 (h)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
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제4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전체 루프 신호(whole loop signal)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
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180도 결합기를 포함한다.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는, 상
기 제1 채널 출력, 상기 제2 채널 출력, 상기 제3 채널 출력, 및 상기 제4 채널 출력을 선택적으로 인식하여 상
기 인터페이스 장치에 결합된 자기 공명 시스템이 복수의 서로 다른 모드에서 화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
[0038]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는,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기의 정격 공급 전
압에 비해 저감된 소정의 공급 전압이 제공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가 3dB 내지 6dB의 공칭 범위에서

감쇠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는, (a)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1 스플리터 사이,
(b) 상기 제2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스플리터 사이, (c) 상기 제1 스플리터 뒤, (d) 상기 제2 스플리터 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할 수 있다.

복수의 모드는, 좌측 루프, 우측 루프, 전체 루프, 전체 새들, 우측 루프와 좌

측 루프(LL), 전체 루프와 전체 새들, 및 우측 루프, 좌측 루프, 전체 루프, 전체 새들(LLLS)을 포함하지만, 이
러한 예들로 한정되지 않는다.
[0039]

또한, 관심 영역의 화상을 얻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a) 공동내 프로브, 및 (b) 공동내 프로브

를 자기 공명 시스템과 인터페이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공동내 프로브는, (i) 코일 루
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각각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된 한 쌍의 코
일 루프들, (ii) 구동 커패시터에 개별적인 접지가 제공되도록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출
력 케이블의 제1 단에서 연결된 한 쌍의 출력 케이블들, 및 (iii) 한 쌍의 코일 루프들의 앞면에 인접하여 위치
하는 스페이서 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은 구동 커패시터와 튜닝 커패시터를 구비하고, 상기

튜닝 커패시터는 자기 공명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상기 튜닝 커패시터에 대응하는 코일 루프를 공명시키도
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상기 스페이서 재료는, 한 쌍의 코일 루프들과 관심 영역 사이에 약 0.03인치 내지 약
0.06 인치 사이인 소정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화상의 취득 동안 상기 공동내 프로브가 환자
의 공동 내로 삽입되는 경우, 코일 루프들의 근처의 자기 공명 신호의 강도를 저감하고, 관심 영역의 화상들을
재구성하는 데 적절한 관심 영역 내의 깊이에서 신호 대 잡음 비를 유지하고, 깁스 아티팩트를 비롯하여 화상이
나 스펙트럼에서의 아티팩트를 저감할 수 있다. 상기 인터페이스 장치는, (i)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1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1 증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1 전치증폭기, (ii) 한 쌍의 코일 루프들 중 제2
코일 루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2 증폭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2 전치증폭기, (iii)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제1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우측 루프 신호 및 제1 합성 신호로 나누도록 상기 제1 전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1 스플리터, (iv) 상기 제1 증폭 신호를 제2 채널 출력에 제공되는 좌측 루프 신호 및 제2 합성 신호
로 나누도록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2 스플리터, (v) 상기 제1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
기 제1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3 스플리터, (vi) 상기 제2 합성 신호를 나누도록 상기 제2 스플리터
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제4 스플리터, (vii)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새들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0도 결합기,
및 (viii)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들을 결합하여 제4 채널 출력에 제공되
는 전체 루프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제3 스플리터와 상기 제4 스플리터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된 180도 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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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0040]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기에는,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전치증폭기의 정격 공급 전
압에 비해 저감된 소정의 공급 전압이 제공된다.

인터페이스 장치는, 3dB 내지 6dB의 공칭 범위에서 감쇠를 제

공하는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감쇠기는, (a) 상기 제1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1 스플리터 사이, (b) 상기 제2 전치증폭기와 상기 제2 스플리터 사이, (c) 상기 제1 스플리터 뒤, (d)
상기 제2 스플리터 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할 수 있다.
[0041]

상기 코일은 한 쌍의 디커플링 회로들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코일 루프들 중 하
나의 튜닝 커패시터에 걸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능동 디커플링 회로, 수동 디커플
링 회로, 또는 능동 및 수동 디커플링 회로일 수 있다.

(a) 입력 커넥터, (b) 출력 커넥터, (c) 일단에서 상기

입력 커넥터를 통해 공동내 프로브의 출력 케이블들에 연결되고 유사한 다른 일단에서 상기 출력 커넥터를 통해
공동내 프로브를 위한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되는 한 쌍의 내부 케이블들, (d) 한 쌍의 발룬들-발룬들의 각각
은 내부 케이블들 중 하나의 일단과 입력 커넥터 및 출력 커넥터 중 적어도 하나 사이에 상호 연결됨-, 및 (e)
그 부근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트랩을 포함하는 중간 전선관을 제공할 수 있다.
[0042]

상기 위상 어레이 구성은, 코일 루프들의 쌍이, 임계 중첩되거나, 공통 컨덕터를 공유하거나, 코일 루프들의 각
각의 적어도 일부가 중첩되며 코일 루프들이 공통 컨덕터를 공유하는 하이브리드 중첩 구성으로 배치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출력 케이블들의 각각의 제2 단에 수동 디커플링 회로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수동 디커
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직렬 연결 백투백 다이오드들 및 리액턴스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리액턴스 성분은 인

덕터와 커패시터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43]

또한, 관심 영역의 화상을 얻도록 자기 공명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코일을 제공한다.

코일은, (a)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자기 공명 신호를 각각 수신하도록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된 한 쌍의
코일 루프들, (b) 출력 케이블의 제1 단에서 상기 코일 루프들 중 하나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각각 연결된 복
수의 출력 케이블, 및 (c) 상기 출력 케이블들의 각각의 제2단에서 적어도 하나의 수동 디커플링 회로를 포함한
다. 상기 코일 루프들의 각각은 구동 커패시터 및 튜닝 커패시터를 구비하며, 상기 튜닝 커패시터는 자기 공명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상기 튜닝 커패시터에 대응하는 코일 루프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0044]

상기 스페이서 재료는 한 쌍의 코일 루프들의 앞면에 인접하여 위치할 수 있다. 상기 스페이서 재료는, 한 쌍의
코일 루프들과 관심 영역 사이에 약 0.03인치 내지 약 0.06 인치 사이인 소정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코일 루프들의 근처의 자기 공명 신호의 강도를 저감하고, 관심 영역의 화상들을 재구성하는 데 적절
한 관심 영역 내의 깊이에서 신호 대 잡음 비를 유지하고, 깁스 아티팩트를 비롯하여 화상이나 스펙트럼의 아티
팩트를 저감할 수 있다.

[0045]

상기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의 각각은 직렬 연결 백투백 다이오드들 및 리액턴스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리액턴스 성분은 인덕터와 커패시터 중 적어도 하나일 수 있다.

[0046]

본 발명의 이러한 특성과 특징 및 다른 특성과 특징은, 제조 비용 절약과 성분들의 조합 및 구조의 관련 요소들
의 기능과 동작의 방법과 함께, 유사한 참조 번호들이 다양한 도면들의 대응 부분들을 가리키며 또한 본 명세서
의 일부인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다음에 따르는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를 고려하는 경우 더욱 명백해질 것이
다.

그러나, 도면은 예시를 위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

하기 바란다.

본 명세서의 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하나"(a, an) 및 "그"(the) 등의 단수 형태는,

특별히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의 지시 대상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47]

본 발명의 인터페이스 장치로 MR 절차 동안 핵으로부터 얻은 MR 신호들로부터의 분광 결과, 더욱 고품질의
화상, 및 더욱 뛰어난 전체적 가요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48]

도 1A는 종래의 단일 루프의 개략도이며, 도 1B는 감지가 가능한 수직 지향 자계의 도면.;
도 2A는 종래의 버터플라이 코일의 개략도이며, 도 2B는 감지가 가능한 수평 지향 자계의 도면;
도 3은 종래의 구적 직장내 코일(quadrature endorectal coil)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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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루프들이 부분적으로 중첩된 종래의 4채널 위상 어레이 직장내 코일의 개략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동내 프로브의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개략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개략도;
도 8은 화상에서 생성되는 고스팅 아티팩트(ghosting artifact)를 예시하는 도 6의 코일을 사용하여 MR 시스템
에 의해 생성된 예시적인 화상;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스페이서 재료를 코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는 코일의 분해 사시도;
도 10은 도 9의 코일의 단면 조립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개략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코일의 개략도;
도 13A와 도 13B는 본 발명에 따라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된 도 12의 코일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페이스 장치의 블록도;
도 15는 좌측 루프 모드에서 전류가 내부에 유도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2의 코일의 개략도;
도 16A 내지 도 16C는 좌측 루프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장치가 동작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4의 인터페이스 장
치의 개략도;
도 17은 우측 루프 모드에서 전류가 내부에 유도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2의 코일의 개략도;
도 18A 내지 도 18C는 우측 루프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장치가 동작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4의 인터페이스 장
치의 개략도;
도 19는 전체 루프 모드에서 전류가 내부에 유도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2의 코일의 개략도;
도 20A 내지 도 20C는 전체 루프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장치가 동작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4의 인터페이스 장
치의 개략도;
도 21은 새들 루프 모드에서 전류가 내부에 유도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2의 코일의 개략도;
도 22A 내지 도 22C는 새들 루프 모드에서 인터페이스 장치가 동작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 14의 인터페이스 장
치의 개략도; 및
도 23은 다양한 코일 구성의 신호 대 잡음 비(SNR)를 비교하는 그래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9]

이하에서는, 설명을 위해, "상측", "상부", "하측", "하부", "우측", "좌측", "수직", "직교", "수평",
"최상위", "최하위", "측면", "길이 방향"인 용어들 및 이들의 파생어는, 도면에 지향되고 및/또는 절차 동안
환자의 관점에서 보는 한 본 발명에 관련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명백하게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른 변형 및 스텝 순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또한, 도면에 도시하고 이하에서 설명하는 특

정 장치와 프로세스는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개시하는 실시예들에 관한 특정 치수 및 기타 물성을 한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0050]

실시예들 및 관련된 양태들 모두에 있어서, 이상적으로는, 후술하는 본 발명은, 1.0, 1.5, 또는 3.0 테슬라 또
는 이러한 값들의 범위 내의 임의의 자계 강도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된 자기 공명(MR) 시스템과 함께
이용되지만, 더욱 낮거나 높은 자계 강도에서 동작가능한 자기 공명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은

수평 또는 수직 보어(bore) 자석이나 다른 배향을 갖는 스캐너 구성 및 개방되거나 폐쇄된 보어 스캐너에 적용
가능하다.
[0051]

이하에서 설명하는 코일들은 도 5에 도시한 직장내 프로브(60) 등의 공동내 프로브에 통합될 수 있다.
프로브(60)는 가요성 샤프트(62) 및 벌룬(balloon) 구조(64)를 포함한다.
코일들은 벌룬 구조(64)의 앞면에 부착된다.

공동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하에서 설명하는

벌룬 구조(64)는, 벌룬 구조(64)가 팽창되는 경우 코일을 환자의

직장 전립선 팽창부(rectal prostatic bulge)에 동작가능한 상태로 근접시키도록 구성되며, 이는 코일과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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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적 구조 간의 결합을 최적화한다.
물질로 제조된다.

벌룬 구조(64)는 바람직하게 의료용 라텍스 또는 기타 적절한 탄성체

이러한 물질은, 물론, 비상자성이어야 하며 저 유전 손실을 나타내야 한다.

(62)는 내부에 두 개의 내강(lumen; 도시하지 않음)을 형성한다.

가요성 샤프트

가요성 샤프트의 원단 근처의 원통형 벽

내에, 가요성 샤프트(62)는 내강들 중 하나와 연통되는 홀(도시하지 않음)도 형성한다.

이러한 내강과 홀은,

벌룬 구조가 팽창되면 벌룬 구조(64) 내로 펌핑되고 벌룬 구조가 수축되면 벌룬 구조 외부로 배출되는 유체(예
를 들어, 기체 또는 액체)를 위한 통로로서 함께 기능한다.

가요성 샤프트의 원단으로부터 더 떨어진 곳에서,

가요성 샤프트(62)는 자신의 원통형 벽 내에 다른 홀을 형성한다.
로부터 관통하는 전선관으로서 기능한다.

다른 내강과 이 홀은, 출력 케이블들이 코일

출력 케이블들은, 더욱 상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동내 프로브

(60)를 적절한 인터페이스 장치와 연결하도록 출력 케이블의 근단에서 플러그(68)를 갖는 단일 덮개(66) 내에
수용될 수 있다.
[0052]

공동내 프로브(60)는 이동 방지 디스크(anti-migration disc; 70) 및 핸들(74)을 더 포함한다.

핸들(74)은,

샤프트(62)의 근단에 고정됨으로써, 프로브(60)가 샤프트의 원단에서 쉽게 조작될 수 있게 하며, 그 위에 고정
된 벌룬 구조(64)를 포함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직장 내에 삽입되고 공동 내에 적절히 정렬된다.

반강성

(semi-rigid) 플라스틱이나 다른 적절한 폴리머로 형성된 이동 방지 디스크(70)의 형상은 반구형인 것이 바람직
하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스크(70)는 슬롯(76)을 형성한다.

상으로 스냅핑(snap)될 수 있게 한다.

이 슬롯(76)은 디스크(70)가 샤프트(62)

이동 방지 디스크(70)는, 프로브(60)가 직장 내에 삽입된 후 항문 괄약

근에 인접하는 샤프트(62)에 부착되면, 프로브(60)가 결장의 정상적인 연동 활동으로 인해 과도하게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0053]

공동내 프로브(60)는 벌룬 구조(64)의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도 포함한다.
튜브(80), 및 정지 콕(stop cock; 82)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린지(78)를 샤프트(62)의 유체용 내강에 연결한다.

팽창 제어 수단은 시린지(78),

튜브(80)는 샤프트(62)의 근단에서

정지 콕(82)은 튜브(80)에 직렬 연결되며 공기가 벌룬 구

조(64)에 주입되는지 또는 벌룬 구조로부터 배출되는지를 제어하도록 기능한다.
[0054]

동작시, 공동내 프로브(60)의 원단은 벌룬 구조(64)가 미팽창(uninflated) 상태에 있는 동안 직장을 통해 공동
내에 삽입된다.

프로브(60)는, 원단에서 삽입되면, 관심 영역에 인접하는 공동 내에서 회전 가능하게 또한 길

이 방향으로 위치한다.

일단 공동내 프로브(60)가 정확하게 위치 결정되면, 이동 방지 디스크(70)를 괄약근에

인접하는 샤프트(62) 상으로 스냅핑하여 MR 스캐닝 절차 동안 공동내 프로브(60)가 제 위치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0055]

벌룬 구조(64)가 팽창하기 전에, 정지 콕(82)를 개방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시린지(78)를 이용함으로써, 벌룬

구조(64)가 샤프트(62)에서 튜브(80), 정지 콕(82), 및 유체용 내강에서 팽창할 것이다.

벌룬 구조(64)가 팽창

하면, 그 벌룬 구조의 외면이 관심 영역에 대향되는 공동의 벽에 강제로 인접되어, MR 스캐닝 절차 동안 MR 신
호의 최적의 수신을 위해 코일을 전립선에 인접하게 위치시킨다.
수 있다.

이어서, 정지 콕(82)을 폐쇄 상태로 전환할

이어서, 공동내 프로브(60)를 덮개(66)의 플러그(68)를 통해 적절한 인터페이스 장치에 연결할 수 있

다.
[0056]

스캐닝 절차가 완료되면, 임상의는 정지 콕(82)을 개방 위치로 전환하여 벌룬 구조(64)를 수축시키면 된다.

이

동 방지 디스크(70)가 샤프트(62)로부터 제거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단지 공동내 프로브(60)의 핸들(74)을 조
심스럽게 당김으로써 원단을 직장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0057]

이상에서 그리고 이하에서 특정한 구현예로, 즉, 적절한 하우징 내에 통합되어 직장 내에 삽입 가능한 공동내
프로브를 형성하여 남성 전립선의 화상 및/또는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직장내 코일 어레이로서 본 발명을 설
명하지만, 본 발명은, 입, 질을 통해 접속가능한 영역 또는 공동내 프로브에 의해 관통가능한 다른 오리피스 등
의 다른 관심 영역들로부터 화상 및/또는 스펙트럼을 얻도록 동일하게 적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제시하는 원리는 신체의 머리, 목, 흉상, 팔, 및 기타 구조의 영상을 위한 어레이 등의 다
양한 표면 코일 어레이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0058]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직장내 코일은, 전체 형상으로부터 무선 주파수(RF) 전류를 수신하도록 구
성되고, 전술한 인터페이스 장치의 적절한 스플리터와 결합기를 사용하여 4채널 출력 장치로 튜닝된 2 요소 레
이아웃(two element layout)을 포함한다.

[0059]

도 6을 참조하면, 직장내 코일 어레이의 제1 실시예의 다양한 양태들이 도시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도 6

은 1.5T MRI 스캐너와 함께 동작하도록 구축된 직장내 코일 어레이의 제1 실시예의 원형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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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0]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100)으로 지정된 직장내 코일은 외측 루프(102), 상기 외측 루프(102)를 양분하는 중심
컨덕터(104), 및 참조번호 (106)으로 지정된 출력선을 포함한다.

상기 외측 루프(102)는, 제1 및 제2 구동 커

패시터(108, 110)와 제1 및 제2 튜닝 커패시터(112, 114)를 포함하는 복수의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대략 동일

한 값들을 갖는 구동 커패시터들(108, 110)은, 외측 루프(102) 내에 직렬 배치되고, 이들의 접합 노드(116)에서
루프를 전기적으로 밸런싱하고 임피던스 매칭하도록 가상 접지를 형성한다.

튜닝 커패시터들(112, 114)도 외측

루프(102) 내에 직렬로 배치되며, 이들의 공통 노드(118)는 접합 노드(116)에 대하여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대략 동일한 값들을 갖는 튜닝 커패시터들(112, 114)은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외측 루프(102)를 공명시
키도록 선택된다.
[0061]

이러한 방식으로, 도 6의 외측 루프(102)는 1.5T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환자로부터 방출되는 MR 신호를
검출하도록 튜닝되었다.

외측 루프(102)의 형상은, 자계선들이 루프의 평면에 수직으로 지향되는 MR 신호만을

그 루프가 검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술한 튜닝 기법은, 또한, 검출되는 수직 지향 MR 신호를 나

타내며 외측 루프(102)에 의해 출력되는 전압 신호에 180도 위상 시프트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접합 노드

(116)에서의 가상 접지에 대하여, 제1 구동 커패시터(108)에 걸쳐, 즉, 제1 포트에서 검출가능한 전압 신호의
위상은, 제2 구동 커패시터(110)에 걸쳐, 즉, 제2 포트에서 검출가능한 전압 신호의 위상으로부터 180도이다.
[0062]

중심 컨덕터(104)는 외측 루프(102)의 접합 및 공통 노드들(116, 118) 사이에 뻗어 있으며 이러한 접합 및 공통
노드들을 균등하게 양분하며, 이에 따라 코일(100)의 물리적 및 전기적 대칭성을 유지한다.
터(104)를 그 길이를 따라 튜닝 커패시터(120)를 배치한 것으로서 도시한다.

도 6은 중심 컨덕

튜닝 커패시터(120)의 값은, 작동

주파수에서의 그 튜닝 커패시터의 리액턴스가 중심 컨덕터(104)의 리액턴스와 같도록 선택되었다.
두 가지 모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동작의

먼저, 동일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중심 컨덕터

(104)가 외측 루프(102)에 대하여 개방 회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살표 WL로

표시된) 전체 루프를 나타내는 제1 채널 출력을 제공한다.
[0063]

MR 신호의 수직 성분을 검출할 수 있도록 외측 루프(102)에 대한 개방 회로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도, 중심 컨덕
터(104)는 또한 외측 루프(102)와 함께 동작하여 코일(100)의 평면에 평행하게 지향되는 MR 신호를 검출하기 위
한 버터플라이형 또는 새들형 코일을 에뮬레이션한다.

본 발명의 튜닝 기법은, 외측 루프(102)를 위한 간단한

루프 전류 경로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결합된 외측 루프(102)와 중심 컨덕터(104)를 위한 (역회전 전류를 수반
하는) 대체 전류 경로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수신 사이클 동안 그리고 접합 노드(116) 근처에서 시작되어,

수평 지향 MR 신호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는 제2 구동 커패시터(110)를 걸쳐 외측 루프(102)의 원단까지 흘러 중
심 컨덕터(104) 내로 흐른다.

이어서, 전류는 버터플라이 또는 새들 구조의 중간점을 가로 질러 제1 구동 커패

시터(108)를 걸쳐 외측 루프(102)의 원단까지 흐르며 중심 컨덕터(104) 내로 흘러, 동작의 수신 사이클 동안 MR
신호를 검출하도록 코일(100)이 제 위치에 있는 한 다시 사이클을 시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살표 SL로

표시된) 새들/버터플라이 모드를 나타내는 제2 채널 출력을 제공한다.
[0064]

코일(100)용 출력선(106)은, 동축 케이블, 스트립라인, 마이크로스트립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송신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6은 각 동축 케이블의 실드 컨덕터가 코일의 접합 노드(116)에 연결된 두

개의 동축 케이블(122, 124)을 도시한다.

케이블(122)의 중심 컨덕터는 제1 구동 커패시터(108)의 타측에 연결

되는 한편, 케이블(124)의 중심 컨덕터는 제2 구동 커패시터(110)의 타측에 연결된다.

출력선(106)의 전기적

길이는, 미국 특허 출원 공개번호 제2009/0076378호에 개시된 이유로 인해 SL + n(λ/4)이어야 한다.

λ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의 파장이고, n은 홀수이며, 이 값은, 코일(100)이 실제로는 항상 코일이 연결되는 인터페
이스 장치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과 같을 것이다(이하에서는 1과 같은 것으로서 취급한다).
SL은, 유도성 리액턴스가 출력선(106)의 단자들이 연결되는 제1 및 제2 구동 커패시터(108, 110)의 각각의 리액
턴스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추가 길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표준 플러그가 양측 케이블들의 컨덕터들을 수

용함으로써, 각 케이블(122, 124)의 중심 및 실드 컨덕터들이 인터페이스 장치를 위한 적절한 소켓에 또는 다른
유형의 커넥터에 연결된다.
[0065]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인터페이스 장치의 RF 스플리터 구성에 기초하여, 좌측 루프와 우측 루프에 대한 공통
컨덕터로서 기능하는 중심 컨덕터(104)를 이용하여 (도 6에서 화살표(LL)로 도시된) 좌측 루프 신호 및 (도 6에
서 화살표(RL)로 도시된) 우측 루프 신호를 얻도록 두 개의 채널을 제공할 수도 있다.

[0066]

코일(100)의 시험 테스트 동안, 신호 대 잡음 비(SNR)가 현재의 직장내 코일에 비해서는 뛰어나지만 원하는 만
큼 높지는 않다고 결정되었다.

또한, 코일(100)을 이용하여 얻은 화상에서는,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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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만족스러운 고스팅 아티팩트가 발생하였다.
[0067]

이에 따라, 더욱 높은 SNR을 얻고자 코일의 제2 실시예를 개발하였다.

도 7을 참조해 보면, 일반적으로 참조번

호 200으로 지정된 이 코일은 제1 코일 루프(202) 및 제2 코일 루프(204)를 포함한다.

한 쌍의 코일 루프들

(202, 204)은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코일 루프들의 각각은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
로부터 MR 신호를 수신한다.

제1 코일 루프(202)는 구동 커패시터(206) 및 튜닝 커패시터(208)를 포함한다.

튜닝 커패시터(208)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제1 코일 루프(202)를 공명시키는 값을 갖는다.
루프(204)는 구동 커패시터(210) 및 튜닝 커패시터(212)를 포함한다.

제2 코일

튜닝 커패시터(212)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제2 코일 루프(204)를 공명시키는 값을 갖는다.
[0068]

또한, 코일(200)은 두 개의 동축 케이블(216, 218)을 포함하는 출력선(214)을 포함한다.

제1 동축 케이블(21

6)은 제1 구동 커패시터(206)에 걸쳐 제1 동축 케이블의 제1 단에서 연결되고, 제2 동축 케이블(218)은 제2 구
동 커패시터(210)에 걸쳐 제2 동축 케이블의 제1 단에서 연결되고, 구동 커패시터들(206, 210)의 각각은 공통
접지를 공유한다.

이러한 구성을 하이브리드 중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표준 플러그는 제2 단에서 양측 케이

블들의 컨덕터들, 예를 들어, 각 케이블(216, 218)의 중심 컨덕터와 실드 컨덕터를 수용하고, 출력선(214)은 인
터페이스 장치를 위한 적절한 소켓에 또는 다른 유형의 커넥터에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출력선(214)의 전기적

길이는 전술한 이유로 인해 SL + n(λ/4)이어야 한다.
[0069]

이에 따라, 코일(200)의 제2 실시예는, 또한, 두 개의 요소(즉, 제1 코일 루프(202)와 제2 코일 루프(204)를 포
함하고, 4채널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코일(200)은, 전체 루프를 나타내는 제1 채널

출력 및 새들/버터플라이 모드를 나타내는 제2 채널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인

터페이스 장치의 RF 스플리터 구성에 기초하여, 좌측 루프 신호를 얻도록 제3 채널 출력을 제공할 수 있고, 우
측 루프 신호를 얻도록 제4 채널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0070]

그러나, 코일(200)의 시험 테스트 동안, 이 코일 구성의 SNR은 코일(100)의 제1 실시예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이 코일(200)을 이용하여 얻어진 화상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고스팅 아티팩트가 계속 생성되었다.

[0071]

도 6과 도 7에 도시한 직장내 코일의 통상적인 사용시 불필요한 부작용은, 코일 컨덕터가 직장 벽의 조직에 매
우 가깝게 있음으로 인해 코일 컨덕터 근처에서 신호 강도가 과다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호 강도는 아날로그

신호 경로에서의 통상적인 신호 레벨을 훨씬 초과하며, 피험자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화상의 "고스팅"으로서 표
현될 수 있는 깁스 아티팩트를 비롯한 불필요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아티팩트는, 채용되는 다양한

후처리로 인해 스캐너 제조사들 간에 다르며, 스캐너 및 신호 처리 시스템이 구형일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경향
이 있다.

다른 효과로는, 코일 컨덕터 근처의 콘트라스트가 최소인 신호 포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적으로

유용한 화상 상세를 이용할 수 없다.
[0072]

도 8을 참조해 보면, 도 6 또는 도 7의 코일을 이용하여 MR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는 예시적인 화상에서 발생한
고스팅 아티팩트를 제공하고 있다.
작고 밝은 링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스팅 아티팩트(250)는 코일이 제공되어 있는 위치로부터 방출되는

고스팅 아티팩트는 문헌에서 "모션 아티팩트"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티팩

트는, 움직임이 없더라도 도 6과 도 7의 코일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화상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아티팩트들은,

화상 처리의 입력 단계에서 신호 레벨의 시프트/점프가 급격하거나 갑작스러운 깁스 현상으로 인해 관찰되므로,
"깁스 아티팩트" 또는 에지/천이/링잉 아티팩트로 분류할 수 있다.
[0073]

미국 물리학자 J. Willard Gibbs의 이름을 딴 깁스 현상은, 구분적 미분가능 주기 함수의 푸리에 급수가 점프
불연속적으로 기동하는 특이한 방식이다.

깁스 현상은, (주기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헤비사이드 계단 함수

또는 (주기성이 필요한 경우) 구형파를 싱크 함수로 컨볼브한 결과로서 알 수 있다.

싱크 함수의 진동으로 인

해 출력에 리플이 발생한다.
[0074]

MR 영상에 있어서, 깁스 현상은 신호 강도가 현저하게 다른 인접하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경우 아티팩트를 야기
한다.

깁스 아티팩트는, 강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계에 평행하고 인접하는 밝은 선 또는 어두운 선이다(도

8의 요소(250)를 참조).

이러한 아티팩트는 화상을 재구성하도록 푸리에 변환에 의해 사용되는 인코딩 단계들

의 유한 개수에 관련된다.
[0075]

깁스 아티팩트는 신호 레벨 천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검증되었다.
덕터를 포함한다.

코일들(100, 200)의 각각은 공통 컨

공통 컨덕터 설계는 이전의 코일 설계보다 상당히 높은 SNR을 갖는다.

들은 또한 현재의 코일 설계에 비해 신호 레벨의 천이가 훨씬 향상된다.

이렇게 존재하는 아티팩트들은, MR 시

스템의 MR 스캐너의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를 변경함으로써 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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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향상된 필터링 메커니즘을 스캐너에 제공하여, 저 신호 강도의 영역으로부터 고 신호 강도의 영역으로의
천이 후의 리플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MR 시스템의 MR 스캐너의 소프트웨어는 깁스 아티팩트 또는 링잉 아

티팩트를 상쇄하도록 맞춰진 보상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재구성될 수도 있다.
MR 스캐너의 재설계를 필요로 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해결책 모두는, 고가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코일이 저가의 일회용 유닛이기

때문에 코일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깁스 아티팩트를 저감하는 것이다.
[0076]

따라서, 다양한 테스트에 의해, 코일 및 인터페이스 장치를 변경하여 존재하는 깁스 아티팩트들을 급격히 저감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되었다.

우선, 코일을 표면으로부터 멀리 이격함으로써 전치 레벨을 저감한다는 것을 알게

이에 따라, 도 9와 도 10을 참조해 보면,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코일 설계들의 각각은 코일의 앞면

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스페이서 재료를 포함한다.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이서 재료는 3개의 스트립(220, 222, 224)을

스페이서 재료 스트립들(220, 222, 224)은, 코일을 포함하는 공동내 프로브가 환자의 직장 등

의 공동 내로 삽입되는 경우, 코일과 전립선 등의 관심 영역 사이에 h1과 h2인 소정의 거리를 보장하는 두께를
갖는다.

중첩된 코일 루프들 위에 제공된 스페이서 재료 스트립(222)은 코일 루프들의 외측에서 스페이서 재료

스트립들(220, 224)보다 큰 두께를 갖고, 그 이유는 이 영역에서 생성되는 아티팩트들이 에지에서 생성되는 아
티팩트들보다 많기 때문이다.

스페이서 재료 스트립들에 의해 제공되는 소정의 거리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약

0.03인치 내지 약 0.06인치이다.
등의 임의의 재료일 수 있다.

스페이서 재료는 MR 시스템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발포 재료(foam material)

스페이서 재료의 스트립들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스페이서 재료의 연속

시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0077]

코일을 표면으로부터 멀어지게 이격함으로써, 저 신호 강도의 영역으로부터 고 신호 강도의 영역으로의 천이가
저감되며, 이에 따라 깁스 아티팩트를 저감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현재 형태의 직장내 코일은, 생체 적합성

벌룬에 의해 지지되고 이러한 생체 적합성 벌룬 내에 둘러싸인, 기판 상의 한 쌍의 코일 루프들로 이루어진다.
이 벌룬은, 팽창되어 직장 벽에 대하여 코일 루프들을 가압하여 일관된 코일 위치 결정 및 밀착을 보장하여 (이
러한 예의 경우) 전립선의 최상의 영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코일 요소를 덮는 벌룬의 벽 두께(0.010인치

이하)가 매우 작다는 사실 때문에, 코일 컨덕터가 직장 벽에 밀착하게 된다.
[0078]

전자기장(및 이에 따라 인터페이스 및 스캐너 신호 경로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생하는 신호 강도)가
"역 제곱 법칙"을 따르는 것은 알려져 있는 현상이며, 이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신호 강도가 코일
컨덕터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이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의 코일

컨덕터에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의 코일 컨덕터의 거리를 두 배로 함에 따라 신호 강도가 그 해부학적 구조
에서의 이전 레벨의 1/4로 되는 한편 코일 컨덕터의 평면에 직각으로 관심 영역에서 신호 저감이 덜 분명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0079]

따라서, 0.010인치인 임의의 코일 컨덕터 간격을 사용하고 (직장내 코일 컨덕터에 가장 가까운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영상 팬텀의 작은 영역의 화소 값으로서 측정된) 36,000 유닛의 신호 레벨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간격을 예를 들어 0.020인치로 두 배로 함으로써, 그 작은 영역에서의 신호 강도가 9,000 유닛으로
저감된다.

따라서, 코일 컨덕터 상에 제공된 미리 결정된 간격은, 영상 볼륨의 근위 영역에서의 신호 강도 점

프를 저감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기능하여 깁스 아티팩트를 비롯한 아티팩트들을 저감한다.
[0080]

또한, 신호가 저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잡음이 저감되어 SNR을 증가시키는 한편 인터페이스 장치를 약간 변
경하여 아티팩트들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명하는 바와 같이 한 쌍의 전치증폭기들을 포함한다.

우선, 인터페이스 장치는, 이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

전치증폭기들의 정격 공급 전압에 비해 소정의 저감된 공

급 전압을 전치증폭기들에 제공함으로써 코일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신호 저
감에 따라 더 큰 잡음 저감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치증폭기들에는 통상적으로 10V의 공급 전압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SNR이 증가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전치증폭기의 공급 전압을 5V로 감소시키고 3dB 내

지 9B 범위의 감쇠를 갖는 감쇠기를 그 전치증폭기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코일에 의해 생성되는 신호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 저감에 따라 더욱 큰 잡음 저감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SNR이 증가된다.
[0081]

마지막으로, 코일을 표면으로부터 멀어지게 이격시키면서 전치증폭기에 저감된 공급 전압인 5V를 인가함으로써
화상에서 생성되는 깁스 아티팩트들을 상당히 저감하지만, 화상에서 생성되는 아티팩트들은 현재의 코일 설계보
다는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두 개의 루프가 공통 컨덕터나 공통 접지를 포함하지 않는 중첩된 두 개의 루프

설계를 갖는 코일을 이용함으로써, SNR과 타협하지 않고 저감된 아티팩트에 연관된 저감된 신호 강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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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

더욱 구체적으로, 도 11을 참조해 보면,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300으로 지정된 직장내 코일의 제3 실시예는 제1
코일 루프(302) 및 제2 코일 루프(304)를 포함한다.

한 쌍의 코일 루프들(302, 304)은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되며, 각 코일 루프는 해당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역으로부터 MR 신호들을 수신한다.

제1 코일 루

프(302)는 구동 커패시터(306) 및 튜닝 커패시터(308)를 포함한다.

튜닝 커패시터(308)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

파수에서 제1 코일 루프(302)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제2 코일 루프(304)는 구동 커패시터(310)

및 튜닝 커패시터(312)를 포함한다.

튜닝 커패시터(312)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제2 코일 루프(304)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0083]

또한, 코일(300)은 두 개의 동축 케이블(316, 318)을 포함하는 출력선(314)을 포함한다.

제1 동축 케이블(31

6)은 자신의 제1 단에서 제1 구동 커패시터(306)에 걸쳐 연결되고, 제2 동축 케이블(318)은 자신의 제1 단에서
제2 구동 커패시터(310)에 걸쳐 연결되고, 구동 커패시터들(306, 310)의 각각에는 개별적인 접지가 제공된다.
[0084]

이에 따라, 코일(300)의 제3 실시예도 두 개의 요소(즉, 제1 코일 루프(302)와 제2 코일 루프(304))를
포함하며, 4채널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코일(300)은, 전체 루프를 나타내는 제1 채널

루프 및 새들/버터플라이 모드를 나타내는 제2채널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인

터페이스 장치의 RF 스플리터 구성에 기초하여, 제3 채널 출력을 제공하여 좌측 루프 신호를 얻을 수 있고 제4
채널 출력을 제공하여 우측 루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0085]

표준 플러그(320)는 제2 단에서 양측 케이블의 컨덕터들, 예를 들어, 각 케이블(316, 318)의 중심 컨덕터와 실
드 컨덕터를 수용하며, 출력선(314)은 인터페이스 장치를 위한 적절한 소켓 또는 다른 유형의 커넥터에 연결될
수 있다.

[0086]

또한, 코일의 전술한 실시예들은 안전 SAR 한계값 내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라, 이러한 안전 SAR 한계값을 얻는 데 추가 디커플링 회로가 필요하다.

이에 따

더욱 구체적으로, 제1 능동 디커플링

회로(322)는 제1 코일 루프(302)의 튜닝 커패시터(308)에 걸쳐 연결되고, 제2 능동 디커플링 회로(324)는 제2
코일 루프(304)의 튜닝 커패시터(312)에 걸쳐 연결된다.

이러한 디커플링 회로들(322, 324)의 각각은 PIN 다이

오드(326, 330) 및 직렬로 제공된 인덕터(328, 332)를 포함한다.

송신 사이클 동안, 인터페이스 장치는 PIN 다

이오드들(326, 330)을 온(on)으로 바이어싱하여 병렬 공진으로 인해 코일을 개방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제1

수동 디커플링 회로(334)는 제1 동축 케이블(316)의 제2 단에 제공되고, 제2 수동 디커플링 회로(336)는 제2 동
축 케이블(318)의 제2 단에 제공된다.

이러한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334, 336)의 각각은 직렬 연결된 백투백

다이오드들(338, 342) 및 커패시터들(340, 344)을 포함한다.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334, 336)은 RF 여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더욱 높은 전압에 응답하여 전도하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334, 336)을 사

용함으로써, 출력선(314)이 전기적 길이인 SL + n(λ/4)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출력선(314)은 임의

의 실용적인 전기적 길이를 가질 수 있다.
[0087]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직장내 코일의 다른 구성이 도 12, 도 13A, 및 도 13B에 도시되어 있다.

일반적

으로 참조번호 400으로 지정된 직장내 코일은 제1 코일 루프(402) 및 제2 코일 루프(404)를 포함한다.

한 쌍의

코일 루프들(402, 404)은 위상 어레이 구성으로 배치되고, 각 코일 루프는 해당 코일 루프에 대응하는 관심 영
역으로부터 MR 신호들을 수신한다.

제1 코일 루프(402)는 구동 커패시터(406) 및 튜닝 커패시터(408)를 포함한

다.

튜닝 커패시터(408)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제1 코일 루프(402)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

다.

제2 코일 루프(404)는 구동 커패시터(410) 및 튜닝 커패시터(412)를 포함한다.

튜닝 커패시터(412)는 MR

시스템의 작동 주파수에서 제2 코일 루프(404)를 공명시키도록 선택된 값을 갖는다.
[0088]

또한, 코일(400)은 두 개의 동축 케이블(416, 418)을 포함하는 출력선(414)을 포함한다.

제1 동축 케이블(41

6)은 자신의 제1 단에서 제1 구동 커패시터(406)에 걸쳐 연결되고, 제2 동축 케이블(418)은 자신의 제1 단에서
제2 구동 커패시터(410)에 걸쳐 연결되고, 구동 커패시터들(406, 410)의 각각에는 개별적인 접지가 제공된다.
[0089]

이에 따라, 코일(400)의 제4 실시예도 두 개의 요소(즉, 제1 코일 루프(402) 및 제2 코일 루프(404))를 포함하
고, 4채널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코일(400)은, 전체 루프를 나타내는 제1 채널 출력

및 새들/버터플라이 모드를 나타내는 제2 채널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하는 인터페

이스 장치의 RF 스플리터 구성에 기초하여, 제3 채널 출력을 제공하여 좌측 루프 신호를 얻을 수 있고, 제4 채
널 출력을 제공하여 우측 루프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드들의 각각은 도 15 내지 도 22를 참조하여 이

하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0090]

또한, 코일(400)은, 제1 코일 루프(402)의 튜닝 커패시터(408)에 걸쳐 연결된 제1 수동 디커플링 회로(42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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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코일 루프(404)의 튜닝 커패시터(412)에 걸쳐 연결된 제2 수동 디커플링 회로(424)를 포함한다.

이러한 디

커플링 회로들(422, 424)의 각각은 직렬 연결된 백투백 다이오드들(426, 430) 및 인덕터(428, 432)를 포함하다.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422, 424)은 RF 여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더욱 높은 전압에 응답하여 전도전도하도록 구성
된다.

이에 따라,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422, 424)에 의해, 코일이 RF 송신 사이클 동안 개방 회로로서 기능하

게 된다.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422, 424)의 다이오드 결합도 능동 디커플링 다이오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에 따라, 도 12에서는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422, 424)의 한 쌍만을 도시하고 있지만,

당업자에게는, 이러한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422, 424)이 수동 및 능동 디커플링 회로들로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0091]

도 13A와 도 13B 및 도 12를 구체적으로 참조해 보면, 표준 플러그(434)는, 제2 단에서 출력선(414)의 양측 케
이블들(416, 418)의 컨덕터들, 예를 들어, 각 케이블(416, 418)의 중심 컨덕터와 실드 컨덕터를 수용한다.
력선(414)에는, 공동내 프로브를 더욱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핸들(436)도 제공될 수 있다.

출

본 실시예에서는, 중

간 전선관(438)을 추가함으로써, 출력선(414)이 SL + n(λ/4)의 전기적 길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중간 전선관

(438)은, 출력선(414)의 플러그(434)에 대응하며 이 플러그와의 연결을 위한 입력 커넥터(440), 및 인터페이스
장치(500)에 연결하기 위한 출력 커넥터(442)를 구비한다.

또한, 중간 전선관(438)은, 일단에서 입력 커넥터

(440)를 통해 공동내 프로브의 동축 케이블들(416, 418)에 연결되고 유사한 타단에서 출력 커넥터(442)를 통해
인터페이스 장치(500)에 연결되기 위한 한 쌍의 내부 케이블들을 포함한다.

발룬들(444)의 한 쌍도 제공한다.

발룬들(444)의 각각은 내부 케이블들 중 하나의 일단과 입력 커넥터(440) 사이에 상호 연결된다.

또한, 발룬들

(444)의 한 쌍이 중간 전선관(438)의 출력단과 입력단에서 내부 케이블들 중 하나의 일단과 출력 커넥터(442)
사이에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중간 전선관(438)은 적어도 하나의 케이블 트랩(446)을 더 포함하

며, 바람직하게는 도 13B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그 근처에 연결된 두 개의 케이블 트랩(446)을 포함한다.

케이블

트랩들(446)은 불필요한 전류가 중간 전선관의 한 쌍의 내부 케이블들의 실드 컨덕터 상에 흐르는 것을 방지한
다.

인터페이스 장치(500)는 케이블(448)과 커넥터(450)를 통해 MR 시스템에 연결된다.

케이블(448)은 그 근

처에 위치한 케이블 트랩(452)을 가질 수 있다.
[0092]

작고 가요성 있으며 손상을 방지하며, 임의의 내부 성분을 수용하는 벌룬형 인클로저를 통해 그 내부 성분이 돌
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는 공동내 프로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술한 코일들의 각각은, 얇고 가
요성 있는 유전 재료로 형성되어, 양측에 부착된 구리 패턴들이 도전성 경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튜닝과 디커
플링에 필요한 커패시터 모두를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코일들의 각각을 일회용 공동내 프로브의 일체형 성

분으로서 제시하려 하므로, 이러한 제조 기술은 프로브의 제조 동안 상당한 절약을 실현하는 목표에 일조할 수
있다.

이는, "미리 인쇄된" 코일을 위한 제조 공정에서는, 개별적인 성분들로부터 제조되는 코일에 비해 완제

품을 검사하는 데 드는 노동과 시간이 상당히 덜하기 때문이다.
[0093]

본 명세서에서 개시하는 2-루프 직장내 코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동 디커플링 기법은,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루프의 튜닝 커패시터에 걸쳐 차단 임피던스(blocking impedance)를 가하도록 적절한 인덕터와 직렬로
된 4개의 반평행(anti-parallel) 실리콘 PIN 다이오드들의 비자성의 미리 패키징된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일 스캔 절차 후에 폐기되는 "일회용"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직장내 코일에 대한 매우 고가
의 해결책이다.

[0094]

안전하지만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수동 디커플링 방법을 제공하고자, 도 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직장내 코일을
위한 다른 방법을 채용하였다.

저가의 반평행 단일 다이오드(이 경우, 예를 들어, BAV-99였음)와 직렬로 된 칩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수동 디커플링 회로들(334, 336)은, 코일의 RF 플러그(320)도 실장되는 작은 PCB 상에서
코일의 동축 케이블들의 각각의 실드와 중심 컨덕터 사이에 연결된다.

칩 커패시터의 값은, 동축 케이블 스터

브 길이인 8.5인치(64MHz에서 24도)와 함께, 루프의 구동 커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와 동일한 유도성 리액턴
스에 따라 다이오드 전도시 코일 루프에서의 평행-공진 차단 회로가 발생하도록 선택되었다.
[0095]

(코일형 검출 및 능동 디커플링 바이어스 회로를 제공하는) 전용 인터페이스 장치 없이 직장내 코일을 사용하는
환자가 스캐닝되는 가능성 적은 조건이 발생하면, 코일 루프는 스캐너의 신체 송신 코일에 연결되며, 코일 요소
들로부터 동축 케이블과 칩 커패시터를 통해 신호 다이오드들로 전파될 작은 RF 전압을 생성한다.

이 전압이

다이오드 쌍의 전도 임계값을 초과하여 상승하면, 다이오드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커패시터에 직렬
로 연결된 저항처럼 기능한다.
루프 전류가 감소된다.

그 결과, 루프의 구동 커패시터에 걸쳐 차단 임피던스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RF 전력이 증분되어 루프에 인가되면, 그 전력으로 인해 다이오드들이 완전 전

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더욱 전도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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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흡수된 전력의 대부분은, 루프의 구동 커패시터, (손실있는 인덕턴스로서 기능하는) 동축 케이블, 디커플
링 칩 커패시터, 및 다이오드 쌍 간에 분산된다.
[0096]

평형점으로 인해 코일 루프에 의해 형성되는 어떠한 과도한 성분 가열이나 과도한 SAR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일
루프 자체와 다양한 성분들의 온도 테스트를 이용하여 이 방법을 신중하게 테스트하고 구현해야 한다.

어느 경

우든, 이 방법은 "이차 고장" 안전 대책으로서 기능하며,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0097]

또한, 이 방법은, 다이오드 쌍과 디커플링 커패시터가 영상 관심 영역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위치하여 자기 특성
이 약간 있는 시판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장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도 11에 도시한 코일

구성이 현재 바람직한 실시예이다.
[0098]

도 14를 참조하고 도 12, 도 13A, 및 도 13B를 계속 참조해 보면, 코일(400)을 1.5T MR 시스템의 적절한 입력
포트(들)에 인터페이싱하도록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500)으로 지정된 인터페이스 장치의 일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0099]

인터페이스 장치(500)는, 전치증폭기 네트워크(502, 504),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6, 508, 510, 512), 180
도 결합 네트워크(514), 및 0도 결합 네트워크(516)를 포함한다.
3dB로부터 약 9dB로 공칭 감쇠한다.

감쇠기(도시하지 않음)을 제공하여 신호를 약

감쇠기는, (a) 제1 전치증폭기 네트워크(502)와 제1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

크(506) 사이, (b) 제2 전치증폭기 네트워크(504)와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8) 사이, (c) 제1 전력 스플
리터 네트워크(506) 뒤, 및 (d)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8) 뒤 중 적어도 하나에 위치할 수 있다.

전력

스플리터 및 결합 네트워크들은 표준 Wilkinson형 설계로 구현될 수 있으며,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은 이상적으
로 28dB 공칭 이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은, 라모어 주파수에서 저 임피던스

(Ω 실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튜닝된 입력 회로와 함께 시판되고 있는 미니어처 저 잡음 28dB 이득 실드 유닛
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을 각자의 PIN 다이오드들(518, 520)(도 16 참

조)에 전자의 저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가깝게 배치함으로써, 코일(400)과 함께 사용되는 표면 코일(또는 표면
코일의 어레이)로부터 수신 사이클 동안 소정의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동 보호 다이오드 네트워크들은,

송신 사이클 동안 MR 시스템의 보어 내에서 인터페이스 장치(500)가 연결 해제되어야 한다면, RF 송신 펄스 동
안 과도한 RF 전압이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인터페이스 장치(500)에
포함된다.
[0100]

이러한 다이오드 네트워크들도 동일한 경우에 코일에 대한 소정의 디커플링을 제공한다.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은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의 출력에서 50오옴/0도 스플리터들로
서 사용된다.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10, 512)도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의 각각의 출력에서

50오옴/0도 스플리터들로서 사용된다.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의 각각의 다른 출력은 케이블 트랩

(522)에 직접 전달되며 이 케이블 트랩은 그 출력을 4개 채널(524, 526, 528, 530) 중 하나에 전달한다.
의 결합 네트워크(514, 516)도 50오옴 장치로서 구성된다.

두 개

그 결과, 이러한 4개의 네트워크는, 동위상(equal-

phase) 길이 50오옴 동축 케이블, PCB 스트립라인, 마이크로스트립, 또는 다른 송신선 매체에 의해 도시한 바와
같이 상호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결합 네트워크(514, 516)의 출력은 스위칭 네트워크들(532, 534)의

한 쌍에 제공되며, 이 한 쌍은 그 신호를 적절한 채널에, 또는 선택 사항으로, 스캐너 또는 MR 시스템이 분광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구성된 경우 90도 하이브리드 결합 네트워크(536)에 전달한다.
[0101]

본 발명의 전술한 설명에 기초해 볼 때 명백하듯이, 본 명세서에서 개시하는 직장내 코일은, 전체 형상으로부터
무선 주파수(RF) 전류를 수신하도록 구성되고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적절한 스플리터와 결합기를 사용하여 4채널
출력 장치로 튜닝된 2 요소 레이아웃을 포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개시하는 2 요소 공통 컨덕

터 레이아웃은, 동일한 급전점으로부터의 결합기 네트워크들에 기초하여 두 개의 루프 또는 하나의 루프 및 새
들 조합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유한 전계 패턴들 모두는 개별적으로 얻어질 수 있어서, RF 전류

분포에 연관된 고유한 방사 패턴을 갖는 4개의 고유 채널을 얻을 수 있다.

당업자에게는, 다양한 다른 위상 조

합 네트워크들을 생성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전술한 바 외에도 유용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
다.

스플리터-결합기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전계 패턴들을 얻고 2개의 채널 출력보다 많은(3,

4, 6, 8개 등) 개별적인 채널 출력을 얻을 가능성은 많다.

또한, 이 이론을 두 개의 요소보다 많은 요소들에

적용할 수 있고 단지 2 요소 기여보다 뛰어난 SNR을 생성하는 것으로 실증된 증가된 채널 출력의 동일한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
[0102]

또한, 현재의 MR 스캐너에서 이용가능한 수신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영상 요소들의 더욱 적은 개수를 갖는 코
일 레이아웃을 개시된 기술로 설계하여 그러한 더욱 적은 개수의 영상 요소들을 이용하여 더욱 많은 채널의 영
상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을 더욱 저감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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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레이아웃은, 8채널 멀티플렉싱된 또는 결합된 출력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16개의 전치증폭기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이론을 이용함으로써, 16 요소 코일을 갖는 코일에서는 8개의 전치증폭기만을 사용하여

16 채널 출력을 얻는다.

이는, 전치증폭기 및 연관된 회로의 개수가 절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회로가 덜 복잡해

지고, 관리해야 할 RF 케이블의 개수가 절반으로 되기 때문에 케이블 관리가 더욱 양호해지고, 제조 및 튜닝에
있어서 비용이 덜 들고, 제조 및 튜닝이 더욱 쉬워지고, 선택한 관심 영역에 대한 성능을 여전히 최대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코일 레이아웃은, 루프가 많아질수록 통과 깊이가 더 커진다는 것이 당업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코일에 대하여 증가된 통과 깊이를 제공한다.
[0103]

본 발명의 성분들을 설명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다양한 모드에서의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
을 도 13 내지 도 1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다음에 따르는 설명은 도 12에 도시한 코일(400)에 기초하고 있지

만, 이러한 설명은 도 6, 도 7, 및 도 11에 도시한 코일의 실시예들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0104]

좌측 루프 모드

[0105]

도 15와 도 16A 내지 도 16C를 참조하여, 좌측 루프 모드에서의 코일(400)과 인터페이스(500)의 동작을 이제 설
명한다.

송신 모드 동안, PIN 다이오드(518)는 PIN 다이오드 바이어스(538)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켜진다(도

16C 참조).

이 PIN 다이오드(518)는 접지에 RF 단락 회로를 제공하며, 이는 동축 케이블(416)에서 개방 회로로

서 반영되어 있다.
[0106]

이에 따라, 제1 코일 루프(402)는 도 15에서 점선으로 분리 및 도시되어 있다.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 사이클 동안, 전류는 제1 코일 루프(402)의 분리를 돕도록 RF "개방"으로서 기
능하는 PIN 다이오드(518)로 인해 제2 코일 루프(404)를 통해서만 흐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류는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살표 ILL로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코일 루프(404)에 흐른다.
[0107]

도 16A 내지 도 16C를 참조하여, 인터페이스 장치(500)가 동축 케이블(418)로부터 수신되는 전압 신호들을 처리
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한다.

구동 커패시터(410)로부터의 신호는 우선 전치증폭기 네트워크(504)를 통해 송신

되며, 이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는 그 전압 신호를 증폭하여 증폭된 버전을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8)에 전달
한다.

전력 스플리터(508)의 출력들 중 하나는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12)에 제공되고, 다른 하나의 출

력은 케이블 트랩(522)에 제공된다.

케이블 트랩(522)은 이 신호를 좌측 루프 신호를 나타내는 제4 출력 채널

(530)에 송신한다.
[0108]

좌측 루프 모드시 인터페이스 장치(500)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도 16A 내지 도 16C에서는 화살표 ILL로
표시한다.

[0109]

우측 루프 모드

[0110]

도 17과 도 18A 내지 도 18C를 참조하여, 우측 루프 모드에서의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이
제 설명한다.
(도 18C 참조).

송신 모드 동안, PIN 다이오드(520)는 PIN 다이오드 바이어스(538)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켜진다
이 PIN 다이오드(520)는 RF 단락 회로를 접지에 제공하며, 이는 동축 케이블(418)에서 개방 회

로로서 반영되어 있다.
[0111]

이에 따라, 제2 코일 루프(404)가 도 17에서 점선으로 분리 및 도시되어 있다.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 사이클 동안, 전류는 제2 코일 루프(404)의 분리를 돕도록 RF "개방"으로서 기
능하는 PIN 다이오드(520)로 인해 제1 코일 루프(402)를 통해서만 흐르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류는 도 17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살표 IRL로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코일 루프(402)에 흐른다.
[0112]

도 18A 내지 도 18C를 참조하여, 인터페이스 장치(500)가 동축 케이블(416)로부터 수신되는 전압 신호들을 처리
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한다.

구동 커패시터(406)로부터의 신호는 우선 전치증폭기 네트워크(502)를 통해 송신

되며, 이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는 그 전압 신호를 증폭하여 증폭된 버전을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6)에 전달
한다.

전력 스플리터(506)의 출력들 중 하나는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10)에 제공되고, 다른 하나의 출

력은 케이블 트랩(522)에 제공된다.

케이블 트랩(522)은 이 신호를 우측 루프 신호를 나타내는 제3 출력 채널

(528)에 송신한다.
[0113]

우측 루프 모드시 인터페이스 장치(500)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도 18A 내지 도 18C에서는 화살표 IRL로
표시한다.

[0114]

우측 루프와 좌측 루프 즉 LL 모드

[0115]

LL 모드시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이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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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 코일(400)은 우측 루프 모드와 좌측 루프 모드 모두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장치(500)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PIN 다이오드 바이어스(538)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PIN 다이오드들(518, 520) 중 하나를 켜지는 것 대신에, 이러한 PIN 다이오드들(518, 520) 모두는 오프 상
태로 유지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우측 루프 신호와 좌측 루프 신호 모두가 제3 출력 채널(528)과 제4 출력 채
널(530)에 각각 제공된다.

이에 따라, 2채널 신호가 호스트 스캐너에 제공된다.

[0116]

전체 루프 모드

[0117]

도 19와 도 20A 내지 도 20C를 참조해 보면, 수신 사이클 동안, 코일(400)의 외측 루프 내에서 수직 지향된 MR
신호들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는 IWL로 표시될 수 있으며, 이는 루프 내로 및 루프 밖으로 흐르는 신호 전류이다.

[0118]

이러한 구성에서, 전류 IWL은 제1 코일 루프(402)와 제2 코일 루프(404)를 통해 흐를 때, 제2 코일 루프(404)의
우측 에지와 제1 코일 루프(402)의 좌측 에지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없다.

이에 따라, 제2 코일 루프(404)의

우측 에지와 제1 코일 루프(402)의 좌측 에지는, 화살표 IWL로 표시된 외측 루프에서 흐르는 전류에 대하여 개방
회로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제2 코일 루프(404)의 우측 에지와 제1 코일 루프(402)의 좌측 에지는 도 19에서

점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0119]

전체 루프 모드시 수신 사이클 동안 코일(400)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방식을 설명하였으므로, 전체 루프 모드시
MR 시스템의 수신 사이클 동안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도 20A 내지 도 20C를 참조하여 이제 설명한다.
코일(400)은 수평 지향과 수직 지향 모두의 MR 신호들을 나타내는 전압 신호들을 출력한다.

쉽게 설명하도록,

수평 지향의 MR 신호를 나타내는 전압 신호는, 각 포트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0도 수평 전
압 신호"라 칭한다.

수직 지향의 MR 신호를 나타내는 전압 신호는, 제1 코일 루프(402)의 구동 커패시터(406)

에 걸친 그러한 출력에 대하여 "0도 수직 전압 신호"라 칭하고 제2 코일 루프(404)의 구동 커패시터(410)에 걸
친 그러한 출력에 대하여 "180도 수직 전압 신호"라 칭한다.
[0120]

도 20A 내지 도 20C를 계속 참조하여, 출력 케이블들(416, 418)로부터 수신되는 전압 신호들을 인터페이스 장치
(500)가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한다.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은 수신하는 전압 신호들 증폭하여

증폭된 버전들을 제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에 각각 전달한다.

이어서, 제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로부터의 신호들은 제3 및 제4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10, 512)에 송신되며,
이에 따라 생성된 신호들은 후속하여 0도 결합 네트워크(516)에 송신된다.

제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

들(506, 508)로부터 수신되는 수평 전압 신호들은 동상이므로, 0도 결합 네트워크(516)는 이 신호들을 보강 결
합할 수 있다.

동시에, 0도 결합 네트워크(516)도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6)로부터 수신되는 90도 수직 전

압 신호를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08)로부터 수신되는 -90도 수직 전압 신호로 상쇄한다.
워크(534)를 통해 케이블 트랩(522)에 공급되는 전체 루프 신호를 생성한다.
출력 채널(526)에 전달한다.

이는, 스위칭 네트

케이블 트랩(522)은 신호를 제2

전체 루프 모드시 인터페이스 장치(500)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도 20A 내지 도

20C에서 화살표 IWL로 표시한다.
[0121]

전체 새들 모드

[0122]

도 21과 도 22A 내지 도 22C를 참조하여, 전체 새들 모드시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이제
설명한다.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신 사이클 동안, 코일(400)은 코일(400)의 평면에 평행하게 지향된 MR

신호를 검출하도록 버터플라이형 또는 새들형 코일을 에뮬레이션할 수 있다.

코일(400)의 튜닝 기법은, 전체

루프 모드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외측 루프를 위한 간단한 루프 전류 경로뿐만 아니라 외측 루프에 대하
여 역회전 전류, 다양하게 조합되는 제2 코일 루프(404)의 우측 에지와 제1 코일 루프(402)의 좌측 에지를 수반
하는 대체 전류 경로도 가능하게 한다.
다.
[0123]

이러한 조합들 중 하나가 도 2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전체 새들 모드이

전체 새들 모드에서 코일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도 21에 화살표 ISL로 도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 2A에 도시한 코일 등의 종래 기술의 새들 코일에서와 같이 중앙의 도전성 루프를 꼬아서 중심점
주위에 두 개의 서브루프를 형성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코일 구
조는 새들 코일의 동작을 전기적으로 에뮬레이션한다.

[0124]

제1 동축 케이블(416)에서 제1 코일 루프(402)의 구동 커패시터(406)에 걸쳐 검출가능한 "수직" 전압 신호의 위
상은, 제2 동축 케이블(418)에서 제2 코일 루프(404)의 구동 커패시터(410)에 걸쳐 검출 가능한 "수직" 전압 신
호와는 이상인(out of phase) 180도이다.

이 180도 위상 차의 중요성은, 후술하는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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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 있어서 명확해진다.
[0125]

전체 새들 모드시 수신 사이클 동안 코일(400)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방식을 설명하였지만, 전체 새들 모드시
MR 시스템의 수신 사이클 동안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도 22A 내지 도 22C를 참조하여 이제 설명한다.
코일(400)은 수평 및 수직 지향 모두의 MR 신호들을 나타내는 전압 신호들을 출력한다.

[0126]

제1 및 제2 동축 케이블(416, 418)로부터 수신되는 전압 신호들을 인터페이스 장치(500)가 처리하는 방식을 이
제 설명한다.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은 수신하는 전압 신호들을 증폭하여 증폭된 버전들을 제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에 각각 전달한다.

이어서, 제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

(506, 508)로부터의 신호들은 제3 및 제4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10, 512)에 송신되고, 이에 따라 생성된
신호들이 후속하여 180도 결합 네트워크(514)에 송신된다.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10, 512)로부터 수신되

는 수직 전압 신호들은 180도만큼 이상이기 때문에, 180도 결합 네트워크(514)는 이 신호들을 보강 결합할 수
있다.

180도 결합 네트워크(514)는,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510)로부터 수신되는 수평 전압 신호를 전력 스플

리터 네트워크(512)로부터의 수평 전압 신호로 상쇄하며, 그 이유는 이 신호들이 동상으로 수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위칭 네트워크(532)를 통해 케이블 트랩(522)에 공급되는 새들 루프 신호가 생성된다.
랩(522)은 그 신호를 제1 출력 채널(524)에 전달한다.

케이블 트

새들 모드시 인터페이스 장치(500)를 통해 흐르는 전류

를 도 22A 내지 도 22C에서 화살표 ISL로 도시한다.
[0127]

전체 루프 및 전체 새들 모드

[0128]

전체 루프 및 전체 새들 모드시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이제 설명한다.

수신 사이클

동안, 전체 루프 및 전체 새들 모드에서 동작하는 경우, 코일(400)은 전체 루프 모드와 전체 새들 모드 모두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기능한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장치(500)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체 루프 모드에서와 같이 제1 채널(524)의 출력을 무시하거나 전체 새들 모드에서와 같이 제2 채

널(526)의 출력을 무시하는 것 대신에, 전체 루프와 전체 새들 모두의 신호를 나타내는 2채널 신호가, 호스트
스캐너에 제공되며, 제3 출력 채널(528)과 제4 출력 채널(530)에 각각 제공된다.

이에 따라, 2채널 신호가 호

스트 스캐너에 제공된다.
[0129]

우측 루프, 좌측 루프, 전체 루프, 전체 새들 즉 LLLS 모드

[0130]

우측 루프, 좌측 루프, 전체 루프, 전체 새들, 즉 LLLS 모드시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이
제 설명한다.

수신 사이클 동안, LLLS 모드에서 동작하는 경우, 코일(400)은, 우측 루프 모드, 좌측 루프

모드, 전체 루프 모드, 및 전체 새들 모드의 각각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또한, 인

터페이스 장치(500)는 이러한 신호들의 각각을 호스트 스캐너에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4채널 출력이 MR 시스템
의 호스트 스캐너에 제공된다.
[0131]

루프/새들 분광 모드

[0132]

루프/새들 분광 모드시 코일(400)과 인터페이스 장치(500)의 동작을 이제 설명한다.

수신 사이클 동안, 전체

루프 모드 및 전체 새들 모드에서 동작시, 코일(400)은 전체 루프 모드 및 전체 새들 모드 모두에 대하여 전술
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장치(500)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루프/새

들 분광 모드시 출력 케이블들(416, 418)로부터 수신되는 전압 신호들을 인터페이스 장치(500)가 처리하는 방식
을 이제 설명한다.

전치증폭기 네트워크들(502, 504)은, 수신하는 전압 신호들을 증폭하여 증폭된 버전들을 제

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06, 508)에 각각 전달한다.

이어서, 제1 및 제2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

들(506, 508)로부터의 신호들은 제3 및 제4 전력 스플리터 네트워크들(510, 512)에 전달되어, 이에 따라 생성된
신호들은 후속하여 0도 결합 네트워크(516) 및 180도 결합 네트워크(514)에 전달된다.
들(514, 516)로부터의 신호들은 스위칭 네트워크들(532, 534)을 통해 공급된다.

이어서, 결합 네트워크

스위칭 네트워크들(532, 534)

은 신호들을 90도 결합 네트워크(536)로 전달하고, 이 결합 네트워크의 출력은 케이블 트랩(522)에 전달된다.
케이블 트랩(522)은 신호를 제1 출력 채널(524)에 전달한다.
[0133]

인터페이스 장치(500)를 코일(400)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인터페이스 장치(500)를 코일들(100,
200, 300) 중 임의의 것과 함께 사용하여 전술한 모드들을 생성할 수 있다.

[0134]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인터페이스 장치(500)에 제공되는 전력 스플리터 및 결합기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두 개
의 루프 또는 전체 루프 및 전체 새들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코일(100, 200, 300, 400) 등의 2 요소 코일 레이
아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고유한 전계 패턴들을 개별적으로 얻어 고유한 방사 패턴을 갖는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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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티팩트들을 저감하였다.
도시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여 고 신호 대 잡음 비를 계속 얻으면서 고스팅 아

도 23을 참조해 보면, 전술한 다양한 코일들의 신호 대 잡음 비를 도시하는 그래프가

도 1A에 도시한 코일 등의 종래 기술의 코일은 선(600)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최저 신호 대 잡

음 비를 제공한다.

도 6의 코일(100)의 공통 컨덕터 설계는 선(610)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개선된 신호 대 잡

음 비를 도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가는 원하는 만큼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 12의 코일(400)을 설계하기

에 이르렀으며 선(620)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훨씬 높은 신호 대 잡음 비를 제공하였다.
에 의해 생성되는 화상에서도 고스팅 아티팩트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코일

이에 따라, 전치증폭기 전력 공급을 10V에서

5V로 저감함으로써 고스팅 아티팩트들이 저감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코일에 의해 얻어지는 신호 대 잡

음 비를 약간 저감하지만, 그 코일은 여전히 선(630)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코일과 공통 컨덕터 코일
(100) 모두보다 높은 신호 대 잡음 비를 갖는다.
[0135]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 있으며 바람직한 실시예들로 여겨지는 것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상세는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은 개시된 실시예들로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정 및 균등 구성을 포함하려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임의의 실시예의 하

나 이상의 특징이 다른 임의의 실시예의 하나 이상의 특징과 결합될 수 있음을 최대한으로 가능한 정도로 고려
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0136]

따라서,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발명자(들)은 여기에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
간 동안 하기 특허청구범위들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기술적 특징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특허증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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